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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리스크의 미래 전망
주요 내용

• 2021년 1분기 Forrester Wave™: 외부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부분 리더로 선정

• 연간 20만 시간 이상의 공격 대응

• 디지털 자산 검색 및 디지털 풋프린팅

• 고객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이버 위협

및 고객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공 서비스

• 오픈 웹, 딥 웹, 다크 웹 소스 전반에

걸쳐 200 개 이상의 카드 거래소, 포럼,

마켓플레이스 및 랜섬웨어 사이트의 키워드
모니터링

• 취약성, 구성 오류 및 노출을 확인하기 위한

285 가지 이상의 능동적 점검 기능 사용 가능

디지털 리스크 보안으로 다수의 인사이트 경로 확보
사이버 범죄자들이 공격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인터넷 전반에 근거 데이터를

남깁니다. 어디를 조사해 봐야 하는지 알고 있거나 적절한 액세스 권한이 있다면 이러한 실마리들을 통해

조기 경고를 확보하여 공격에 대비한 사이버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보안은 글로벌 공격 표면과 다크 웹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평판 손상, 고객 신뢰 상실 및 광범위한 기업 인프라 전반에 걸친 디지털 노출 등과 같은 피해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공격자 캠페인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보안을 통해 보안 전문가들이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험 공격 벡터

• 딥 및 다크 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악성 오케스트레이션

• 오픈 웹에서의 캠페인 실행

• 공격자 그룹 및 이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술, 기술 및 절차(TTP)

조직들이 이러한 정보를 갖추고 있으면 공격에 대비하고, 리소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외부 노출과 표적 공격에 대한 가시성

가시성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부분을 조사해 봐야 하는지 알면 판도가

바뀝니다. 디지털 리스크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 오픈 웹, 딥 웹, 다크 웹 전반에서 악의적인 대화와 표적

공격을 찾기 위해 조사해 볼 부분이 어디인지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협 분석 및 리스크 식별

당장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방지하려면 먼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표적 공격자에 대한 정보

이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

침해를 계획하고 있는 방법

오픈 웹, 딥 웹, 다크 웹을 모니터링하여 대화를 찾고,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공격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가장 취약성이 높아 보이는 외부 연결 시스템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보안 기능은 조직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위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자와 이들의 플레이북을 파악하고 보안 툴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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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중심의 우선순위 지정

그다음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리스크 보안 기능은 위협 인텔리전스로부터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이들이 공격에 이용하는 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방어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Mandiant가 디지털 리스크 보안 기능을

또 다른 시나리오: Digital Threat Monitoring 은 조직의 경영진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확인합니다. 이 활동의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공격자 및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TTP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사용될 공격 벡터를 인지하게 되면, 외부 공격 표면을

스캔하여 외부에 노출된 취약성에 패치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방법

디지털 리스크 보안 기능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Mandiant는 고객의 니즈와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제품에는 Mandiant Advantage Threat
Intelligence, Mandiant Advantage Digital Threat Monitoring 및
Mandiant Advantage Attack Surface Management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공 서비스에는 Managed Digital Threat Monitoring 및
Cyber Threat Profile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공 제품 및 서비스는
독보적인 국가 수준의 Mandiant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Digital Threat Monitoring 및 Attack Surface Management는
공격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Digital Threat
Monitoring은 Threat Intelligence 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오픈
웹, 딥 웹, 다크 웹에서 악의적인 대화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합니다. 포럼, 페이스트 사이트, 소셜 미디어, 마켓플레이스 등을
모니터링하여 공격을 예측합니다. Attack Surface Management와

함께 사용하면 취약성이 높은 외부용 자산과 클라우드 리소스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한 제품이지만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공격이 있기 전에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하여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ttack Surface Management 로 타사가 호스팅하는

디바이스에서 취약성을 식별한 경우, Digital Threat Monitoring 을
사용하여 딥 웹 및 다크 웹에서 취약성을 악용하려는 대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Mandiant는 이러한 대화 인식을 자동화하고 Mandiant

Indicator Confidence Score 를 통해 해당하는 위협 그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협 그룹의 속성을 근거로, 공격자의 TTP를 학습하여 조직이
임박한 공격의 피해를 완화하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Mandiant 디지털�리스크�보안

Threat
Intelligence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Wework 12층

02-6959-4017
833.3MANDIANT (362.6342)
korea@mandiant.com

Attack Surface
Management

사이버 위협 프로파일 서비스

조정 검증

Mandiant의 디지털 리스크 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공격에 미리
대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개선을 통해 보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Mandiant Advantage Security Validation 은 보안 컨트롤의
효율성 및 예상되는 위협을 차단, 탐지 및 경고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Security
Validation은 공격을 받을 때 보안 컨트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보안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 결함, 구성 오류 및 개선
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Validation 은 보안팀이
사이버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테스트 및 최적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며
표적 공격에 맞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여
줍니다.

Mandiant의 디지털 리스크 보안 기능은 업계를 선도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조직과 관련된 위협을 파악하고, 리소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로벌 외부 공격 표면과 오픈, 딥 웹
및 다크 웹 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www.mandiant.kr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ndiant

Digital Threat
Monitoring

Mandiant 소개

Mandiant®는 2004년부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리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Mandiant의 위협

인텔리전스와 전문성을 통해 조직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버
대응 태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지원하는 역동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2 Mandiant, Inc. 저작권 소유. Mandiant는 Mandiant,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은 각 소유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입니다. A-EXT-SB-KO-KR-000439-01

